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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체험 평가를 통한 스마트 모바일 가상 스토어

활성화 방안 연구

구혜경*

A Study on Consumer-Centric Smart Mobile Virtual Store

Hye-Gyoung Koo*

요  약  스마트폰 모바일 환경의 보편화는 기술의 진보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생활패턴의 변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듯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소비자를 둘러싼 상품, 서비스, 

그리고 유통환경까지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다. 그 변화의 한 가운데 국내 기업인 홈플러스에서는 세계 최초로 오프
라인매장과 온라인 매장의 장점을 결합한 가상 스토어를 설치하고 모바일 쇼핑을 가능케 하는 제 4세대 유통모형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홈플러스의 모바일 가상 스토어에 대한 사례 분석 및 소비자의 체험 평가를 통하여 
소비자중심적 관점에서 새로운 디지털 유통 모델로서 모바일 가상 스토어의 발전 방안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기술이 
혁신적으로 진보하는 경우, 기술의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소비자는 수용자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기술이 안정적으
로 구현되고, 더 큰 산업의 발달을 위해서는 소비자 중심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본 연구의 소비자 행동 중심적인 관점에서 스마트 가상 스토어를 평가하는 것은 새로운 유통모델의 등장 및 성공적 
확산을 위해 필요한 탐색적 연구로서의 의의가 크다.

주제어 : 스마트 가상 스토어, 디지털 유통 모델, 소비자중심적 가상 스토어, 사례연구

Abstract  Smart phone environment have an effect on consumer life style, as well as advances in technology. 
In this paradigm shift on digital convergence make change to commodities, services, and distribution channels 
for consumers. HomePlus wholesale that is representative distribution company in Korea launched the new 
distribution channel model that combined off-line store with online store and mobile shopping system called 
‘smart mobile virtual store’. That is highly praised by abroad media and festivals. This study is an exploratory 
study on consumer-centric smart mobile virtual store of HomePlus. There are value and chance for developing 
the new digital distribution model, in this study, because the case study and evaluation of consumers is 
important in this momentous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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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 스마트폰과 소비생활의 변화

‘스마트’, ‘모바일’ 이라는 두 단어는 재 소비자의 삶

의 모습을 변하는 단어들이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2012년 3천 2백만여 명에 달했으며, 앞으로도 이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6]. 스마트폰은 기존 휴 형 화

기 본연의 기능 외에 컴퓨터와 유사한 환경을 구 하는 

것이 가능한 범용 운  체재를 탑재하여 사용자가 다양

한 응용 로그램을 자유롭게 설치하고 이용할 수 있도

록 하는 고기능 이동통신 단말기를 의미한다[18]. 인터넷 

검색 외에 모바일 쇼핑이나 스마트 뱅킹을 이용하는 사

용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가생활, 쇼핑행동, 정보

탐색행동 등 소비자의 일상생활 반에 한 향력이 

큰 상황이다[6]. 이는 스마트폰 자체의 등장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된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로 인한 것이며 모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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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서비스의 편재성, 근 가능성, 보안성, 편의성, 치 

확인성, 즉시 속성과 같은 특징은 모바일 포털을 통하

여 거래를 발생시키고, 소비자로 하여  스마트폰의 모

바일 서비스를 이용하여 서비스에 한 비용 지불  모

바일 환경에서 가능한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26]. 더욱이 최근에는 다양한 모바일 애 리 이션 

개발이 활성화 되어 모바일 인터넷을 이용하는 소비자들

에게 부가 인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사용은 단지 휴 폰의 진화라는 측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디지털 미디어 컨버 스 

환경의 구 으로 볼 수 있다. 디지털 컨버 스 환경으로

의 패러다임 변화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제품이나 서비

스를 근본 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폰이

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우리 사회는 여론 형성  사회  

커뮤니 이션의 속도가 개선되고, 기존의 정보·미디어 

소비가 디지털 소비형태로 변화할 것이며 재택 근무 등 

노동환경의 개선 등 소비생활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한 신시장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출 과 소멸이 빨

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모바일 고, 애 리 이션 

시장의 규모 확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모바일 쇼핑 

등이 유망한 분야로 두될 것으로 본다[1][4]. 그것은 쇼

핑 경험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15]. 더욱이 이것이 모

바일 환경에서라면 쇼핑은 기존의 오 라인 상 시 와 

온라인 자상거래의 형태를 넘어서 소비자의 상황에 따

라 쇼핑 환경을 제공하여 소비자 심 인 쇼핑경험을 가

능  할 것이다[7][8][13][25][2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비의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

닌  사회에서 모바일 쇼핑이라는 소비행동에 집 하

여,  스마트 가상 스토어가 ‘쇼핑행동’을 더욱 윤택하게 

하는가에 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필요성

이미 국내 모바일 쇼핑은 기 서비스 수 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다[11]. 국내 주요 자상거래 기반 유통

서비스 기업에서는 QR코드의 활용이나 스마트폰 애 리

이션을 이용한 쇼핑몰의 운 을 상용화 하고 있으며, 

각 쇼핑몰 별 차별화된 이벤트 운 을 통해 모바일 쇼핑

을 활성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스마트폰 

안의 세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결국 모바일 쇼

핑이 오 라인 상 이나 온라인 자 상거래의 장 을 

완 히 뛰어 넘어 소비자를 유인하지는 못하는 실정인 

것으로 보이며, 모바일 쇼핑 련해서는 UI(User 

Interface) 련 문제 이나 정보보안의 문제 , 소비자 

정보 제공의 문제  등 기존 유선 인터넷 자상거래 

비한 문제 의 도출과 함께 발  방안에 한 모색 한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11][12][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쇼핑의 형태이나 온라인

과 오 라인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로서 ‘스마트 가상 스

토어’에 한 탐색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스마트 가

상 스토어란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지만 

지하철 스크린 도어나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제품 이미지

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제품의 바코드나 QR코드를 스캔

하여 물건을 바로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온-오 라

인을 결합한 4세  유통 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홈 러스가 세계 최 로 실행한 후 교보문고, 굽네

치킨, 웨스트우드 등으로 확산되어 용된 바 있지만 

재 명맥을 유지하면서 운 되는 곳은 홈 러스 뿐이다. 

2012년  세계 소매회의(The World Retail Congress)에서 

‘비즈니스 신’ 부문에서 수상하면서 홈 러스의 가상 

스토어 운  모델이 더욱 많이 알려졌다. 국에서는 개

트 (Gatwick) 공항에 가상스토어를 시범 운 해 국 

지인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받은 바 있으며, 태국에

서는 이 모델을 태국에 목하기 해 심을 기울이고 

있다[37]. 한 최근 뉴질랜드에서는 홈 러스와 동일한 

형태의 가상 스토어를 오 하여 운  에 있다[36].

본 연구에서는 세계 으로도 인정받고 있고, 재 가

장 공격 으로 운 되고 있는 홈 러스의 스마트 가상 

스토어의 소비자 체험 평가를 통하여, 소비자 심 으로 

가상 스토어가 발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 으로 논의

하고자 하 다. 이를 통하여 소비자 심 인 모바일 쇼

핑환경의 발  형태에 한 제언이 가능할 것이며, 더 

나아가 스마트 가상 스토어가 새로운 디지털 유통 형태

로 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기회가 될 수 있

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스마트 모바일 가상 스토어

가상 스토어 혹은 가상 포는 재까지 온라인 쇼핑, 

사이버 쇼핑과 동일한 의미로 혼용되고 있다[35]. 결국 

실제로 오 라인 상 의 실물이 있는 것이 아닌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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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상거래의 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며  

온라인상의 형태가 없는 소매 을 의미한다[23]. 그러나 

최근 가상 스토어 혹은 가상 포는 온라인상에서 QR코

드나 바코드를 이용하여 쇼핑할 수 있는 상 이라는 개

념으로 회자되고 있으며, 이는 어디까지나 학계의 정의

라기 보다는 사 으로 ‘사실이 아니거나 존재하지 않

는 것을 사실이거나 실제로 있는 것처럼 가정하여 생각

함, 실물처럼 보이는 거짓 형상’이라고 정의되는 ‘가상(假

想)’이라는 단어의 정의에 근거한 것이다.

모바일 환경에서 가상이라는 단어는 자연스러운 상황

이며, 결국 스마트 모바일 가상 스토어는 스마트폰을 이

용하여 모바일 환경에서 이용이 가능한 가상 포를 의

미하는 것으로 실물이 직  진열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

진이나 이미지의 바코드나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인

식하여 쇼핑할 수 있는 범용 인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이다. 

국내의 스마트 모바일 가상 스토어는 홈 러스, 교보

문고, 굽네치킨, 백화  등에서 운 된 바 있으며 

재는 홈 러스만이 지속 운 되고 있다[37]. 

2.2 쇼핑환경의 변화로서 모바일 가상 

정보기술의 발달은 소비자의 쇼핑 행동에 직 인 

향을 미쳤다. 통 으로 쇼핑은 소비자가 상 에 직

 방문하여 본인이 원하는 제품을 탐색하고 선택하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개념이었다. 그러나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실제 포에 방문하지 않아도 제품을 구매할 수 있

는 온라인스토어가 등장하고, 이제 자상거래는 소비자

의 생활에 깊이 침투해 있다. 최근 스마트폰 기기의 기능 

강화  무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쇼핑 패턴은  한번 

변화하고 있다. 소비자는 스마트폰과 무선인터넷 기술의 

결합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것이나 

구매할 수 있는 모바일 쇼핑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다[13]. 

모바일 쇼핑은 무선 인터넷이 가능한 단말기를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행

를 의미한다[5][33]. 모바일 쇼핑 상황에서 소비자는 자

신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기 해 단말기를 

통해 제품을 검색하고 가격을 비교하고 최종 으로 단말

기를 통해 무선으로 결제함으로써 쇼핑 과정을 마치게 

된다[7][16][17]. 학계에서는 무선 자상거래, 무선 단말

기를 통한 자상거래[27], 모바일 폰을 이용한 자상거

래의 확장[25]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결국 기존 온라인 

쇼핑과는 달리 모바일 쇼핑 소비자들은 이용시간이나 장

소와 같은 상황  요인의 향을 더 크게 받게 되며, 이

에 따른 모바일 쇼핑 사용 동기나 목 이 형성되고 그들

이 원하는 쇼핑 정보의 형태도 상황에 따라 변하게 될 것

이라고 보았다. 결국 모바일 쇼핑과 온라인 쇼핑의 근본

인 차이는 시간, 장소, 상황  맥락에 따른 소비자의 쇼

핑 환경 다양성에 따른 사용 상황의 차이에서 설명되어

야 한다[30]. 모바일 쇼핑행동이 새로운 기술에 근거한 

것이므로 기술수용의 에서 소비자 행동 연구를 수행

한 경우도 있다. Davis(1989)는 인간이 새로운 기술을 받

아들이는 것은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에 의해 

결정되며, 지각된 유용성이 기술수용행동 의도를 설명하

는 주요요인이고, 지각된 용이성이 두 번째 향요인임

을 밝힌 바 있다. 지각된 유용성은 특정 시스템이 그 작

업의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것으로 믿는 정도이고 지

각된 용이성은 특정 시스템을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

라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8][10]. 

모바일 쇼핑 시장의 체 시장 규모는 2011년에 2,000

억원에 육박했으며, 2012년에는 6,000억원 수 으로 망

된다[19]. 재 모바일 쇼핑이 불가능한 역은 거의 없

을 정도로 무선인터넷 인 라가 확산되었으나 단말기 인

터페이스의 소, 텍스트 주의 정보, 결제 보안 등의 문

제 등으로 인하여 온라인 자상거래 수 의 시장 규모

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지속 으로 증가

할 것으로 상된다. 왜냐하면 모바일 쇼핑은 편의성, 반

응성, 통제성이라는 차별  특징을 지니고 있어 언제 어

디서나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고 스마트폰에 최 화된 

쇼핑 애 리 이션을 통해 기업의 로모션에 즉각 인 

구매 반응을 나타내기 쉬우며, 소셜 커머스와 같은 공동

구매를 통하여 가격할인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

기 때문이다. 

그러나 편의성과 반응성과 같은 특징은 소비자로 하

여  충동구매를 유발하고 결국 구매행 를 후회하게 하

므로 부정 인 향을 미칠 가능성도 내재되어 있음이 

밝 진바 있다[12][31]. 한 남기화와 여정성(2011)은 모

바일 고 수용 과정에 한 연구에서 개인정보침해, 요

발생, 성가심, 부당 고 노출을 비용 요인으로 보았다. 

Salvitz and Galat(2011)은 모바일 쇼핑객의 쇼핑 만족도

를 조사하 는데 쇼핑객의 41%가 부정 인 의견과 불만

을 표출하 고, 부분 스마트폰을 이용한 쇼핑이 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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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는 내용이었다. 정원진과 정석균(2012)은 스마트폰 

사용자가 지각한 모바일 쇼핑몰의 정보보안 수 이 모바

일 쇼핑몰의 만족도  모바일 쇼핑몰 이용의도에도 

향을 미침을 밝  모바일 쇼핑의 활성화를 해 정보보

안이 강화되고 이것이 모바일 쇼핑의 기본 인 서비스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이는 모바일 쇼핑 시장

이 성숙하기 해서는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산재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2.3 소비자중심적 모바일 가상 스토어 평가기준 

본 연구에서는 홈 러스의 스마트 가상 스토어가 소

비자 심 인 새로운 모바일 쇼핑의 안으로서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하기 하여 앞서 고찰한 선행 연구들을 

토 로 <표 1>과 같은 평가의 기 을 마련하 다. 가상 

스토어의 이용이 결국 모바일 쇼핑 형태로 구 되므로 

기존의 모바일 쇼핑 련 특징과 향요인들을 밝힌 연

구들과 소비자의 모바일 쇼핑 수용 등을 다루고 있는 연

구들을 종합 으로 고찰하여 평가기 을 추출하 다.

<표 1> 소비자중심적 모바일 가상 스토어의 평가 기준

평가 기 근거

시공간의 제약이 없음 Siau et al.(2001)

상황에 맞는 유용성

Davis(1989)

Lee & Benbasat(2004)

유재 , 박철(2009)

사용의 용이성

 - 반  인터페이스

 - 검색 용이성

 - 결제 용이성

Davis(1989)

Mattila and Wirtz(2008)

Salvitz and Galat(2011)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수

남기화, 여정성(2011)

정원진, 정석균(2012)

유재 , 박철(2009)

추가 비용의 발생 남기화, 여정성(2011)

반  만족도 Salvitz and Galat(2011)

상품 정보 충분성 이태민, 박철, 종근(2012)

3. 연구절차 및 방법

3.1 연구절차 

본 연구는 홈 러스 스마트 가상 스토어 사례연구를 

통해, 소비자가 가상 스토어에서의 쇼핑을 직  체험하

고 그 과정에 해 상세히 기록한 내용을 토 로 분석하

여 소비자 심 인 가상 스토어의 운  방안을 고찰하고

자 하 다. 본 연구의 차는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절차

3.2 연구방법 

서울 지하철 2호선 선능역 주변에서 근무하는 20  후

반-30  반의 직장여성 7명을 상으로 2012년 12월 3

일에서 12월 11일 사이에 홈 러스 가상 스토어를 직  

이용한 후 그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

서 개선이 필요한 이나 느낀  등을 상세히 기술하도

록 하 다. 분석 과정에서 추가 으로 내용이나 의미를 

확인할 것이 필요한 경우 유선 상으로 내용을 확인하는 

간이 인터뷰를 진행하 다. 다이어리의 내용분석  인

터뷰를 통하여 홈 러스 스마트 가상 스토어에 한 소

비자의 의견을 정리하고 <표 1>에서 제시한 바 있는 소

비자 심  모바일 가상 스토어의 평가기 에 따라 소비

자의 의견을 정리하 다. 그리고 그 밖의 소비자 의견을 

토 로 소비자 심 인 모바일 가상 스토어의 운  방안

에 한 개선 을 제언하 다. 

연구 상자를 우선 여성으로 삼은 것은 선능역 가상 

스토어에서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이 주로 생필품  식음

료 주이므로 주부 혹은 생필품 구매를 주로 담당하는 

여성을 우선 으로 탐색하는 것이 주효할 것으로 단하

기 때문이다. 한 주변에서 근무하고 지하철을 이용

하여 출퇴근을 하는 여성의 경우 일상 으로 가상 스토

어를 자주 하다가 정말 필요한 상황에서 상품을 구입

하는 실제의 상황을 고찰하고자 하 다. <표 2>에 상

자 특징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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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 대상자 특징 

구

분

연

령

결혼

여부

자

녀
직업

기존 온라인 

쇼핑 품목

(1,2순 )

가상스토어 

구매상품군

A 33 미혼 무 연구직 화장품, 서 라면, 스낵, 음료

B 31 기혼 무 사무직 생필품, 의류
곽티슈, 롤휴지, 

라면, 스낵

C 28 미혼 무 사무직 서 , 음원
시리얼, 라면

욕실슬리퍼

D 33 기혼 유 문직 생필품, 유아용품 기 귀, 분유

E 36 기혼 유 문직 유아용품, 생필품
라면, 시리얼, 

휴지, 샴푸

F 39 미혼 무 사무직 화장품, 생필품
샴푸/린스, 비 , 

세탁세제

G 32 기혼 유 사무직 생필품, 유아용품

세탁세제, 

주방세제,

샴푸/린스

4. 사례 연구 : 홈플러스

4.1 홈플러스 가상 스토어 

홈 러스는 1999년 출범한 한국형 형 할인 으로 

재 국에 형마트 127개, 익스 스 직  268개

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최 로 스마트 가상 스토어를 

오 하여 2011년 기  99,301억원의 매출을 달성하여 지

속 인 성장을 이루어 오고 있는 기업이다[39]. 

특히 홈 러스 스마트 가상스토어는 2011년 8월에 서

울 지하철 2호선 선능역에 열었다. 이는 세계 최 의 다

결합 4세  포 모델로 온라인몰과 오 라인 매장 서

비스를 유기 으로 결합하고 모바일 쇼핑의 형태로 구

하는 쇼핑환경이다[21]. 재도 홈 러스는 선능역 지하

도  스크린 도어에 스마트 가상 스토어를 설치하여 운

하고 있으며 상품 이미지에 있는 바코드나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인식해서 모바일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

다. 홈 러스는 가상스토어 도입 후 모바일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 다. 가상 스토어 도입 이 에는 월 3천만

원 수 이었던 것에 비해 2011년 가상 스토어 오  직후

는 1억 2천만원으로 4배 상승하 으며, 1년이 지난 2012

년에는 15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38].

이에 홈 러스는 모바일 사업 강화를 해 가상 스토

어를 극 활용하고자 화문 버스정류장 등 가상스토어 

매장을 확 하고 있는 추세이다. 

홈 러스 가상 스토어는 2011년에 칸 라이언즈 크리

에이티비티 페스티벌에서 그랑 리를 수상한 바 있으며, 

2012년 세계 소매회의(The World Retail Congress)의 

‘비즈니스 신’ 부문에서 수상하 다. 국에서 스마트 

가상 스토어를 시범 운 한 바 있으며, 태국에 비즈니스 

모델을 매하는 등 신유통 모델을 확산하고 있다. 이는 

스마트 가상 스토어를 단순히 특별한 고물의 개념으로 

보는 것을 넘어 신개념 유통서비스 모델로 인정하고 있

음을 의미한다[20].

[그림 2]는 선능역 지하도에 설치되어 있는 홈 러스 

스마트 가상 스토어의 이미지이다. 선능역 지하도의 가

상스토어는 2호선과 분당선 연결 통로에 있으며, 4각 기

둥을 상품의 실사 이미지로 랩핑하여 멀리서 보면 실제

로 상품이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실제 상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다. 

[그림 2] 홈플러스 가상 스토어 실제 이미지 : 선능역 지하도

4.2 홈플러스 가상 스토어 이용 방법

홈 러스는 오 라인 매장을 기반으로 인터넷 쇼핑몰

인 홈 러스 온라인마트와 연계하여 모든 상품의 바코드

를 인식할 수 있는 어 리 이션을 개발한 바 있다. 홈

러스 온라인마트가 취 하는 35,000개의 상품과 동일한 

상품이라면 어디서든 스마트폰앱을 통해 쇼핑이 가능해

진 기반을 구축한 것이다. 그리고 이 에 온라인 쇼핑이 

주로 이루어지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500여개의 주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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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식품  생활용품 등의 상품 이미지를 바코드와 QR코

드와 함께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에 진열하고, 실제 

오 라인 상 과 같이 가상 스토어를 구 하 다. 

홈 러스 스마트 가상 스토어를 이용하기 한 차

는 다음과 같다. 우선 스마트폰에 홈 러스앱이 설치되

어 있어야 한다. 오 라인 상의 가상 스토어를 방문하여 

필요한 상품을 확인하고 홈 러스앱의 바코드  QR코

드 스캔 카메라를 가동한다. 그 후 구매할 상품의 바코드

나 QR 코드를 스캔하고 선택한 상품을 모바일 장바구니

에 담아둔 후 쇼핑이 끝나면 구매 버튼을 르고 결제한

다. 이는 모바일 유통을 한 기존의 애 리 이션을 이

용한 방법과 거의 유사하지만, 다른 이 있다면 상품을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상 스토어에서 이미지로 

진열되어 있는 상품의 바코드나 QR코드를 스캔하여 구

매하는 것이 기존 쇼핑 행태와는 차별화된 특징이다. 

4.3 소비자의 홈플러스 가상 스토어 체험 및

      평가 결과

본 연구의 참여 소비자 7인은 평소 선능역 지하도에서 

해당 가상 스토어를 본 이 있으며, 직  경험한 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 처음에 상품의 실사 이미

지가 래핑되어 있는 것이 신선했고 신기했다는 반응이었

다. 우선 연구 참여자 각자의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홈 러스 가상 스토어 이용 후의 평가는 매우 다양한 형

태로 도출되었다. 소비자들의 반 인 평가를 요약하자

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모바일 쇼핑의 강 은 시공간의 제약이 없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이다. 퇴근길

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공의 제

약이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일부 소비자는 오히려 역사 

기둥의 4개 면에 래핑되어 있는 상품을 구경하는 재미도 

있기는 하지만, 필요한 상품을 찾아서 사진을 는 과정

은 오히려 시간을 더 소요되게 하는 이라고 평가하

다. 그러나 개인의 성향에 따라 이를 즐기는 쇼핑유형과 

주변에서 쳐다보는 시선이 부담스럽다는 소극 인 유형

이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스마트 쇼퍼의 이미지

를 감성 으로 구체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의 구체 이고 개별 인 상황에 맞는 유용성 

측면에서는 필요한 상품을 발견한 경우에는 매우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생필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로 구입한 상품은 음료, 라면, 시리얼 등의 가공식품이

나 기 귀 등으로 나타났다. 체험 평가를 진행했던 시기

가 폭설로 인한 시기여서 따뜻한 국물이나 비상식품으로

서 라면에 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

귀나 분유와 같은 유아용품의 쇼핑이나 생필품의 경우 

가격이 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서, 특정 랜드 상품

에 한 가격 비교 후 가장 렴한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

이 일반 이므로, 이러한 차 없이 바코드를 통해 제공

된 가격에 구매해야 하는 시스템은 부담이 된다는 응답

자 의견도 존재했다(응답자 D, E).  퇴근길에 떠오르는 

간단한 먹거리 등은 집 근처의 편의 을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한 것 같다는 의견(응답자 B)에 비추어 볼 때 스

마트 모바일 가상 스토어에 합한 상품군에 한 추가

인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스마트 가상 스토어의 사용 용이성에 한 평가는 

반 으로 부정 이었다. 생소한 근이라는 것은 차치하

고 우선 모바일 쇼핑 앱 자체를 이용하거나 스마트폰에

서 홈 러스 온라인마트에 속해서 PC 버 으로 쇼핑

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는 것이 이유 다. 물론 기존의 온

라인 쇼핑에 익숙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반 인 UI

가 소비자 심 이지 않은 것으로 단되었다. 필요한 

상품의 바코드나 QR 코드를 인식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차라리 그 시간에 이동하면서 지하철 내에서 모

바일 쇼핑을 하면 더 효율 일 것이라는 의견이다. 한 

필요한 상품의 이미지를 스캔하면 유사 상품군의 로모

션 정보를 함께 제공해주는 것은 유용하지만, 사실상 다

른 매처와 가격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근본 인 문

제 에 착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해서는 해

당 상 에 한 소비자의 충성도가 확고하게 구축될 수 

있는 부가 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개인정보보호  개인 정보 보안 련 내

용이다. 일부 소비자는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결제 시스

템에 한 불만을 표출하 으며, 비회원으로 결제하는 

경우 에러가 나는 문제 등을 지 하 다. 개인 정보 보호

는 기존의 연구에서 비  있게 다루어지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일반 소비자들은 큰 의식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

여, 추가 인 인터뷰를 실시하 다. 그 결과 이미 스마트

폰 자체가 화 되었고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는 이상 

완 한 정보 보호가 쉽지 않을 것으로 인식하고는 있으

며, 정보보호  보안에 해 심각하게 의식하게 되면 스

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부분의 견해여서 오

히려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요성에 한 소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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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 소비자 평가 결과

시공간의 제약이 없음

- 선능역에 멈추어 서서 필요한 물품을 찾는데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걸렸다.

  (A, B, C, G)

- 원하는 배송 시간에 물건이 오지 않아서 불편했다.(G)

상황에 맞는 유용성

- 마침 필요한 물품이 필요해서 주문이 수월했다.(D, E, F)

- 폭설로 인해 장보러 가는 것이 부담스러웠는데 퇴근길에 몇 가지 주문할 수 있어

  유용했다.(B, D)

- 실제로 평소 퇴근길에 오가면서 갑자기 필요한 상품들을 주문할 수 있는 구색은 아닌 것 같다.

  (B, F)

사용의 용이성

 - 반  인터페이스

 - 검색 용이성

 - 결제 용이성

- 바코드 스캔되어 정보가 뜨기까지 기다리는 것 보다 그냥 앱을 이용해서 검색하는 편이 

  더 빠를 것 같다. (A)

- 꼭 회원 가입을 해야 결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불편하다.(B, E, F)

- 가격 비교가 원활하지 않아서 다시 이용하고 싶지 않다.(A, B, D)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수

- 꼭 회원 가입을 해야 결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불편하다.(B, E, F)

- 쇼핑 과정에서 개인정보나 보안에 해서는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다.

  ( 원, 추가인터뷰 확인)

추가 비용의 발생 - 배송비가 무 비싸다.( 원)

반  만족도 -  이용할 의향이 있다.(D)

상품 정보 충분성

- 가격비교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A, B, D)

- 상품 자체의 정보가 가독성이 높지 않다.(A, B)

- 부터 이용하던 상품만 구입했기 때문에 상품 정보가 요하지는 않았다.

  (C, D, E, G)

<표 3> 소비자의 홈플러스 스마트 가상 스토어 평가 요약

인식 제고가 요구된다. 한 정책 으로 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14][15].

홈 러스 가상 스토어 이용 시에는 3만원 이하 구매 

시, 배송비가 4천원 수 으로 일반 인 배송비 2,500원 

수 을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어 이에 한 거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물론 홈 러스 측의 운 비에 해

당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온라인 쇼핑이나 모바일 쇼핑

에서 소비자의 수용가능 수 을 넘어서는 배송비는 추가 

이용 시 부담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가상 

스토어에 진열되어 있는 이미지들이 부분 생필품으로 

단가가 높은 경우가 많지 않으며, 사실상 고가의 상품은 

직  내용물을 확인하고 구매하거나 가격을 비교하고 

렴한 쇼핑몰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쇼핑행동 성

향으로 인한 것으로 단된다. 

반  만족도는 응답자 D를 제외하고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는 비싼 가격, 생각보다 편리하지 않

음 등으로 부분 의견이 일치하 다. 응답자 D의 경우 

새로운 것을 즐기고, 도 하는 성향이 두드러지며 가상 

스토어라는 새로운 쇼핑 자체가 즐겁다고 응답한 경우여

서 실제로 가상 스토어가 소비자 심 으로 설계되었다

고 보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상품정보의 충분성의 경우 가격비교정보

의 부재에 한 불편감을 호소한 소비자가 일부 존재하

으나, 특정한 랜드의 쇼핑몰을 이용한 것이므로 이

를 배제하더라도, 상품 정보의 가독성이 높지 않다는 의

견이 존재하 다. 다른 의견으로는 어차피 ‘다 아는 상품’

을 구입하는 것이므로 상품 정보가 충분치 않지만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결과 으로 상품에 

한 정보는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상품 

정보를 확인하기 해서는 PC버 의 사이트로 속하는 

경우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 으로 고찰해 볼 때, 홈 러스의 

스마트 가상 스토어가 새로운 개념의 유통서비스임에는 

틀림 없다. 그리고 아직은 기단계이므로 소비자들에게 

호기심과 재미를 유발하기에도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다

고 본다. 오 라인과 온라인 매장의 결합을 표방하고 있

기는 하나, 실제로는 모바일 쇼핑의 형태로 소비자의 구

매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오 라인 매장의 장 이 부

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서의 분석에

서 도출된 바와 같이 스마트 가상 스토어를 이용하는 소

비자에 한 감성 인 랜드 퍼스낼러티(Brand 

Personality)를 구축하고, 랜드 충성도(Brand Loyalty)

를 구축할 수 있는 마  략과 더불어 가상 스토어에

서의 구매과정에 한 철 한 분석을 통한 UI 개선, 상품 

정보의 구체화, 그리고 가상 스토어에 합한 상품군의 

선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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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제언

5.1 연구 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세계 최 의 다  결합 방식 유통 모델인 

홈 러스 스마트 가상 스토어 사례 분석을 통하여 디지

털 컨버 스 패러다임에 합한 새로운 유통모델을 탐색

하고, 바람직한 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 다.

소비자는 시간이나 장소와 같은 상황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제품이나 랜드를 선호할 수 있다. 따라서 스

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쇼핑은 시간이나 장소와 같은 

다양한 상황  요인을 반 할 수 있다는 것에서 기존 온

라인 쇼핑 환경과는 차별화된 특성을 지닌다고 논의되어

왔다[9][28][29][30][34]. 그러나 홈 러스 가상 스토어의 

경우는 홈 러스 쇼핑 어 리 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이

용해야 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처해있는 개별  상황과

는 무 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상품정보가 제시되고 

있다는 에서 모바일 쇼핑 환경의 특수성을 반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로 하여  온라인 쇼핑과는 차

별화된 사용동기를 형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기존 모바일 쇼핑에 한 우려 인 상품 정보 제공

의 미흡 문제, 정보보호  보안의 문제, 실제로는 시공 

제약이 있다는 문제, 편의  측면이나 유용성 측면의 문

제 등이 그 로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

들은 오 라인 상 에서 해결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더 근본 으로는 모바일 쇼핑에 합한 소비자와 

상품을 타겟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단

서가 된다.

홈 러스의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인기가 있었던 상

품’ 500여종을 ‘유동인구가 많은’ 선능역에 우선 노출하

다. 세계 인 고상  비즈니스 신상을 수상하 고 

매출 역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기는 하지만 홈 러스 

체 매출 규모에 비하면 이는 매우 은 비 에 불과할 

것이다. 해외에서 홈 러스 가상 스토어를 신 인 유

통 모델로 평가하고 있으며, 분명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이 유통 채 은 매출을 견인하기 한 주

요 유통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아직까지는 고  홍보성 

성격을 더 강하게 지니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5.2 거시적 관점의 제언

소비자 심 인 스마트 가상 스토어 활성화를 해서

는 우선 거시  에서 소비자의 구매행동, 구매의사

결정, 소비패턴에 한 반 인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신유통 채 에 한 논의가 필요하다. 국내의 형 할인

이 신유통 채 로 부상 한 것은 해외의 모델을 그

로 들여온 것이 아니라 지화 략이 주효했기 때문이

다. 상품의 구색, 쇼핑의 동선, CS 뿐만 아니라 가족 단

의 쇼핑행태를 정 으로 이미지화 하고 복합 인 쇼핑

문화공간으로 진화한 것이 바로 그 이다. 기존의 모바

일 쇼핑에 한 특성을 논의하는 것은 사실상 소비자

심  이 아니라 무선 인터넷, 스마트폰 등 기술  

에서 논의되어왔으며, 문제  역시 스마트폰의 화면 

크기 등으로 인하여 집약 인 정보 달 등에 더 치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소비자 심  에서 본다면 

어떤 상황에서 모바일 쇼핑이 필요한 것이며, 왜 모바일 

쇼핑이 유용하고, 모바일 쇼핑을 하는 모습은 얼마나 

정 인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요하다. 그리고 

모바일 쇼핑을 통하여 소비자가 어떠한 혜택을 얻고 어

떠한 소비가치를 실 할 수 있는지를 구체화 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기술의 발  수 에 비추

어 볼 때, 지 까지 모바일 쇼핑과 련하여 논의되어 온 

기술  한계는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그러나 

그 기술이 소비자 심 으로 구 되지 않는다면 모바일 

쇼핑, 더 나가아 새로운 유통모델로서 스마트 가상 스토

어의 안착은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를 

해서는 모바일폰 사용 자체에 집 하기 보다는 모바일 

환경에 노출된 소비자의 생활양식  소비패턴을 반

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향을 미치는 소비심

리, 소비행동, 행동경제학 인 요인들에 한 포 인 

고려를 가능  하는 소비자 심  모바일 환경 연구와 

소비자행동 연구가 필수 이다. 그리고 소비자의 행동에 

근거한 기술의 확장  정책의 보완에 한 논의가 지속

되어야 할 것이다.

한 스마트 가상 스토어의 정보보안  개인정보보

호 련하여서는 자상거래  융 등 여타 산업군에

서 진행되는 것과 유사한 수 의 정보보안  개인정보

보호에 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미 유렵연합은스마트폰 

애 리 이션의 보안 취약성에 처하기 해 앱 개발자

에 해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요구하고 있으며, 앱 

사용으로 인한 라이버시 침해와 악의 인 해킹을 방지

하기 한 규제 방안을 발표할 정에 있다[22]. 이는 모

바일 쇼핑몰을 운 하는 개인 사업자들의 몫이 될 수도 

있지만, 스마트 가상 스토어 운 사의 경우 개인정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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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마크를 부여받는 앱의 개발  설치를 필수 인 조건

으로 하고, 재 은행 등 융권에서와 같이 정보보안과 

련되어서는 지속 으로 자동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활

용하여 개인정보보호  정보 보안에 한 정책  논의

가 구체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5.3 스마트 가상 스토어 활성화를 위한 제언

스마트 가상 스토어의 운 이 비교  기 단계이며, 

본격 으로 운 하는 기업이 한정 인 만큼 가상 스토어

의 활성화를 한 본격 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었

다.  그러나 4세  유통 모델로서 스마트 가상 스토어가 

활성화 되기 해서는 소비자 심 인 에서 개선되

어야 하는 사항들이 존재하며, 이는 본 연구의 소비자 체

험 평가를 통해서 발견된 바 있다. 그 결과를 토 로 스

마트 가상 스토어의 활성화를 한 실질 이고 구체 인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

첫째, 가상 스토어에 합한 상품에 한 연구가 필요

하다. 재 홈 러스에서는 온라인몰에서 검증된 상품 

주로 상품을 진열하고 있다. 이는 부분 모바일 쇼핑 

환경에서 많은 정보를 비교하지 않고 일상 으로 구매할 

수 있는 FMCG(Fast Moving Consumer Goods) 상품이

다. 더욱이 재 홈 러스의 경우 형 유통 의 특성으

로 인해 요구르트나 과일 등 신선식품이나 냉동식품 등

이 매 상  상품에 포함되어 스마트 가상 스토어에 다

수 노출되어 있다. 소비자평가 결과 신선식품이나 과일 

등을 직  확인하지 않은 채 배송 받는 것에 해서는 여

히 소비자의 심리  항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소비자의 구매 행동  심리를 고찰하는 것뿐만 아니

라 모바일 쇼핑 환경과 부합하는 상품군의 선정을 해 

빅데이터(big data) 분석 등 세 한 근이 필요하다. 

재는 인기품목 주로 선정되어 가상 스토어가 운 되고 

있지만, 온라인몰 이용자의 빅데이터를 체계 으로 분석

하여 온라인 구매객단가에 따른 배송비 수  결정, 쇼핑 

시간 의 세분화 분석  개인의 특성별 구매품목  장

바구니 분석 등을 통해 가상 스토어에 합한 상품군의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둘째, 가상 스토어의 모바일 쇼핑 활성화를 하여 가

상 스토어 주변의 무선 인터넷 인 라를 확충하고 리

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의 평가 의견 , 바코드나 QR 코

드를 스캔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 비효율 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는 물론 스마트폰 기기의 문제일 수도 있으나 

기본 으로 가상 스토어 주변의 무선 인터넷 환경의 

향도 매우 크다. 이에 가상 스토어 운  시에는 주변의 

인 라 확충에 한 조도 필수 이다.

셋째, 상품 정보 제공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재 

모바일앱은 PC의 UI와는 달리 간소화되고 있다. 스마트

폰 디스 이의 크기로 인한 제약조건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정보를 더 게 제공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좁은 공간에 정보가 달되어야 하는 

만큼 정보 달의 효율성에 한 심도 깊은 고민이 요구

된다. 공정거래 원회에서는 2012년 8월 ‘ 자상거래소

비자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상품정보제공고시’ 제

정안을 공포하 다. 이는 통신 매업자가 의류, 식품, 

자제품 등 34개 품목의 거래 시 반드시 사 에 제공해야 

하는 ‘필수정보’를 고시하고 배송방법과 기간, 청약철회 

가능여부, 반품 비용, 교환/반품/보증 조건 등 ‘거래조건’

도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스마트 가상 스토어의 

경우 모바일 쇼핑 환경에서 구 되다 보니 상품 필수정

보도 축약되는 경우가 많고 거래정보의 경우 거의 무의

미하게 달되는 경우도 많다. 이에 스마트 가상 스토어

의 발 을 해서는 기본 으로 모바일 환경에 부합하는 

상품정보제공정책에 한 논의가 필수 이며, 구체 인 

사례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가상 스토어의 오 라인 의 다양화가 모색

될 필요가 있다. 재는 지하철 역사나 버스 정류장 등 

‘이동’에 충실한 공간에 근하고 있다. 그러나 모바일 쇼

핑이 시공 제약을 월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가능  

하는 강 을 가지고 있는바, 재 가정으로 배송되는 

DM이나 단지, 신문의 고면 등이 가상 스토어의 오

라인 상 의 역할을 해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의 상 형태가 아니라 개별 소비자에게 

직  근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으로 스마트 가상 스토

어의 강 을 극 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세계 최 의 다 결합형 유통 모델로서 오

라인 상 과 온라인 상 의 인 라와 모바일 쇼핑 환

경의 결합 모델인 홈 러스의 스마트 가상 스토어에 

한 탐색  연구를 통하여 향후 새로운 유통 채 로서 발

 가능성이 있는 스마트 가상 스토어의 발  방안을 제

시하고자 하 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유통채

의 진화와 신도 가능해졌으며, 미래 소비자에게는 스

마트 가상 스토어가 인 제 1의 유통 채 이 될 수

도 있다. 재 국내에서 최 의 모델이 시범 으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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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는 만큼, 학계에서는 이에 심을 가지고 이것이 

바람직한 유통 모델로 발 할 수 있는 기술 , 정책 , 마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며, 본 연

구는 그 석을 다지는 탐색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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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건강 화장품 사업부 이자녹스, 후 

Brand Manager

․2011년 12월～ 재 : 소비자교육지원센터 선임연구원, 서울

학교 외 비 임교수 

․2013년 3월～ 재 : 인하 학교 겸임교수

․ 심분야 : 소비자정보, 소비자유통, 소비자행동, 소비자교육

․E-Mail : sophiak2@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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